사회복지ㆍ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복학 안내문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은 인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전인적 인성을 토대로 글로벌 관점과 한국사회
의 지역적 실천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에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과 사무실 : 042-630-9830 (사회복지 전공)

1. 주요 취업처
사회복지·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우수사례입니다. 귀댁의 자녀도 복학 후 졸업과 함께
유망한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 교수들이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ㆍ아동학부 졸업생 우수 취업사례>
2014/15년 졸업생

2016년 졸업생

2017년 졸업생

2018년 졸업생

졸업생 이 0 아

졸업생 김0 호

졸업생 이0진

졸업생 이0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취업
졸업생 유 0 설

대전장애인총연합회 취업
졸업생 박0 연

동지사대학교 대학원 입학
졸업생 강0구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취업
졸업생 정0식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 취업
졸업생 남 0 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취업
졸업생 정0 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취업
졸업생 남0연

속시노인복지관 취업
졸업생 허0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취업
졸업생 정 0 운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취업
졸업생 이0 영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취업
졸업생 구0지

햇살한줌 취업
졸업생 김0신

대전사회복지사협회취업등

서부발전어린이집취업등

둔산사회복지관 취업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 취업

2. 2+2 복수학위프로그램
ㆍ사회복지ㆍ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에서는 지난 10
여년 동안 우송대학교의 2+2 복수학위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송대학교에서 2년을 마친 후 남은
2년은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가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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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ㆍ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에서는 졸업생들의 우수한 기관 취업을 위해 공무원시험 준비반,
업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아띠

연계 기관과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전공 관련 실천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취업에 필요한 개인 역량을 준비하고
강화하는 동아리

글로벌
만두레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취업관련 지식 활용 및
정보를 공유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문화 및 국제사회복지 영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동아리

로타렉트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교내와 교외의 사회복지 관련 행사
주최를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 증대를
위해 노력하며 꾸준한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동아리

아고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와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지역의 청소년 변화를 위해 2017년 설립된 동아리로
청소년의 권익 옹호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의 이론교육과
푸른하늘

2. MOU 협약 기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적 사회복지실천방법을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장 학습하는 등 졸업 후
취업연계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동아리

● 2019년 사회복지ㆍ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소식 ●

• 2017학년도 취약계층 자립 돕는 착한 캠퍼스축제 실시 (2017.10.12. ~ 2017.10.13.)
• 2018학년도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사랑 나눔 큰 잔치’ 봉사활동 실시 (2018.05.05.)
• 2018학년도 토닥토닥 법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4.21 기적의 마라톤’ 봉사활동 실시 (2018.4.21.)
• 2019학년도 제 97회 어린이날 기념 ‘사랑 나눔 큰 잔치’ 봉사활동 실시 (2019.05.02.)
• 교내 각종 경진대회 수상
- 2016. 겨울학기 팀 프로젝트 전교 2위 수상(5명)
- 2016. 제1기 Sol Challenge 프로그램 우수선발팀 5명 선정 (65팀 중 15팀 선발)
- 교내 Sol Career Academy(취업캠프) 경진대회 팀 부분 우수상(2위) 4명 수상
- 2017. 전공 경진대회 수상자 해외연수 참여 기회 부여(7명)
- 2018. 우송지수 우수 표창장 (5명 수상)
- 2019. 우송대학교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1위 (솔아띠 수상)
• 교외 공모전 수상
- 2017. 지역아동센터 초록펜 우수동아리 공모전 동아리 ‘솔아띠’ 은상(2위) 수상
- 2017. 자원봉사 행복나누미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시상식 동아리 ‘푸른하늘’ 은상(2위) 수상
- 2017.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사랑 나눔 큰 잔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장 3명 수상
- 2017. 동아리 ‘로타렉트’ 대전지역 내 봉사우수클럽 선정
- 2018. 제 96회 어린이 날 기념 ‘사랑 나눔 큰잔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장 6명 수상
- 2018학년도 8월 2019학년도 2월 사회복지협회상 각 2명 수상
- 2019. 제 97회 어린이 날 기념 ‘사랑 나눔 큰잔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장 6명 수상
• 해외연수
- 2017. 여름학기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교(2017.08.06. ~ 2017.08.11.) 해외연수 참가자 4명
- 2017. 겨울학기 일본 간사이대학교(2018.02.18. ~ 2018.02.23.) 해외연수 참가자 3명
- 2017. 겨울학기 제2기 Sol Challenge 프로그램 Bridge Track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교(2018.02.19. ~
2018.02.23.) 해외연수 참가자 5명
- 2018. 여름학기 국제사회복지연구 특별 교육과정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교(2018.07.08. ~ 2018.07.17.) 해외연수 참가자 10명
- 2018. 2학기 중국 북경외국어 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 (2018.09.01. ~ 2018.12.16.) 교환 학생 2명
- 2018. 겨울학기 제 3기 Sol Challenge 프로그램 일본 후쿠오카 클로버 프라자(2019.01.23. ~ 2019.01.28.) 해외연수
참가자 3명
- 2019. 1학기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 (2019.03.04. ~ 2018.06.18.) 교환 학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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